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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 북서울미술관
2020 타이틀 
매치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북서울미술관
한네프켄재단 
+SeMA
미디어 소장전
《파도가  
지나간 자리》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서울
역사박물관
그리피스 
컬렉션 속 
서울풍경

박물

2월 문화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서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참여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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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얼음’ 세대공감-최달용의 서울살이

1.8(금) ~ 3.21(일)
화, 목, 금 20:00 수 16:00 토 15:00, 18:30 일, 공휴일 14:00, 

17:30 ※ 월 공연 없음

www.sejongpac.or.kr

• 장     소 세종S씨어터

• 문     의 ☎ 399-1000

• 입장료  R 60,000원 S 45,000원

1.22(금) ~ 2.26(금) ※ 월 공연 없음

화, 목, 금 20:00 수 14:00 주말 및 공휴일 14:00, 19:00 

www.sejongpac.or.kr

• 장     소 세종대극장

• 문     의 ☎ 399-1000

• 입장료   VIP석 160,000 / R석 130,000 

S석 110,000/ A석 90,000 / B석 60,000 

20.12.8(화) ~ 21.3.28(일)
화~일(월요일휴관) 10:00~18:00

museum.seoul.go.kr/sulm

• 장     소 서울생활사박물관 기획전시실

• 문     의 ☎ 3399-2900

• 입장료  무료

20.12.15(화) ~ 21.3.7(일)
화~일(월요일휴관) 10:00~18:00

museum.seoul.go.kr/scwm 

• 장     소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시실

• 문     의 ☎ 724-0243

• 입장료  무료

뮤지컬 ‘캣츠’ 40주년  
내한공연 앙코르

광희문, 수구문, 시구문

전 세계가 사랑한 영원한 명작 <캣츠> 단 5주간의 내한공연 앙코르!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차례 훼철의 위기를 넘기며 버텨온 곳이자 도성의 동남쪽 

작은 문(小門), 광희문의 역사와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2020 공모선정작  
장용선 개인전 《박제풍경》

2021 서울시향 임동혁의 
스크랴빈 피아노 협주곡

녹색정비사업 과정에서 제초된 풀을 재료로 한 설치작품을 통해 생명의 가치에 

질문을 던지는 온라인 VR 전시

윌슨 응 수석 부지휘자와 임동혁 피아니스트가 선보이는 서울시향 2월 정기공연

2.15(월) ~ 3.15(월)

skyplazagallery.com

• 장     소 서울시청 온라인 하늘광장 갤러리

• 문     의 ☎ 2133-5641

• 입장료  무료 온라인 전시

2.18(목) ~ 2.19(금)

www.seoulphil.or.kr

• 장     소 롯데콘서트홀

• 문     의 ☎ 1588-1210

• 입장료  R 70,000 / S 50,000 / A 30,000 /  

B 20,000 / C 10,000

충무로와 대학로를 섭렵한 감독 장진의 화제작! 연극 <얼음> 해방둥이 서울사람 최달용의 학교, 직장, 결혼생활 등을 통해 1950~70년대 서울살이를 

공감해 볼 수 있는 전시

서울시청 하늘광장 갤러리 서울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한양도성박물관

2.15(월) ~ 3.15(월)

2월 서울시 문화예술프로그램2021 + February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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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

1.29(금) ~ 2.7(일)
평일 19:30, 주말 15:00 ※ 월 공연 없음

www.sfac.or.kr

• 장     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 문     의 ☎ 766-6925

• 입장료  전석  30,000원

20. 09. 25 (금) ~ 21. 04. 04 (일)
※ 휴관일 상이 10:00~20:00

www.ddp.or.kr

• 장     소 DDP 배움터 지하 2층 디자인전시관

• 문     의 ☎ 2153-0000

• 입장료  성인 20,000원 /  청소년 16,000원 /  

어린이 12,000원

팀랩 LIFE 전시

아트 컬렉티브 ‘팀랩(teamLab)’이 새롭개 전개하는 ‘팀랩: 라이프 전’. DDP의 특징을 

활용해 압도적이고 몰입감 넘치는 작품들로 생명의 아름다움 구현

과학놀이 ‘물과 바람의 흐름’

물과 바람의 역동적인 움직임인 ‘흐름’을 신나는 놀이로 탐색해보는 전시

상설전시
화~일 10:00~18:00

www.seoulchildrensmuseum.org

• 장     소 3층 과학놀이

• 문     의 ☎ 6450-9500

• 입장료 4,000원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연극) NEWStage 극작부문 선정자 김연재 작가의 

작품 <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

서울상상나라

서울문화재단

DDP

음악 교과서 내 대표 클래식 10곡을 선정하여 제작한 VR 오케스트라

장     소 서울시향 유튜브 

이용료 무료

문     의 -

영구 게재

VR오케스트라 (360° VR)

공연 Performance 

전통의 맥을 굳건히 지켜온 명인·명창들의 국악 인생을 함께 나누는 토크 
콘서트

장     소 서울돈화문국악당 유튜브, 네이버TV  

이용료 무료

문     의 ☎ 3210-7001  

1.22(금)~2.26(금) 매주(금) 19:30

2021 운당여관 음악회

전시 Exhibition

2020 공모선정작 장용선 개인전 <박제풍경>

녹색정비 사업 과정에서 제초된 풀을 재료로 한 설치작품을 통해 생명의 
가치에 질문을 던지는 온라인 VR 전시

장     소  서울시청 온라인 하늘광장 갤러리

이용료 무료 온라인 전시

문     의 ☎ 2133-5641 

2.15(월)~3.15(월)

온라인으로 즐기는 
서울의 문화예술

ONLINE  SEOUL  CULTURE  ART

2월 서울시 문화예술프로그램2021 + February 0706



<한양을 지켜라> 특별전과 연계하여 한양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장     소 Zoom(줌)  

이용료 무료

문     의 ☎ 724-0196

2.1(월)~2.19(금) 매주 월~금 10:00~12:00

(라이브) 내 친구 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를 관람하며 서울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

장     소 Webex(웹엑스)  

이용료 무료

문     의 ☎ 724-0193

2.2(화)~2.5(금) 화~금 19:00~20:20

(라이브) 한밤의 역사기행

일상의 예술, 그림책展.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놀이하듯 마법처럼 서로를 연결하는 그림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전시.

장     소 서울디자인위크 홈페이지 

이용료 무료

문     의 ☎ 2153-0000

20.12.20(일) ~ 2021.2.14(일)

일상의 예술, 그림책  
(Picturebook: Play & Link)

영상으로 떠나는 공원탐험! 
공원이나 숲을 산책하며 눈여겨 보지 않았던 다양한 생물들의 모습을 
감상해보아요!  

장     소 남산공원 외 

이용료 무료

문     의 ☎ 3783-5995~6

2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10:00

(서울의공원 유튜브 게시)

공원탐험 ‘생물의 세계’

임진왜란 이후 형성된 도시방위체제로, 도성 거주 인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삼군영 군인들과 조선 후기 한양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전시

장     소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이용료 무료

문     의 -

20.12.4(금)~21.3.21(일)  

화~일(월요일 휴관) 10:00~18:00

한양을 지켜라 오프라인 병행

체험 Experience

외국인 대상 서울의 역사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

장     소 Zoom(줌) 

이용료 무료

문     의 ☎ 724-0236

2.1(월)~2.26(금)

매주 월~금 10:00~12:00, 14:00~16:00

(라이브) Visit Museum, Enjoy SEOUL

서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축적, 도시적 단서를 통한 다섯 명의 젊은 
작가들이 시민들과 공유하는 근미래 서울의 주거상상도에 대한 고찰.

장     소 아파토피아 홈페이지  

이용료 무료

문     의 ☎ 2153-0000

2020.12.17 (목) ~ 2021.12.16(목)

DDP오픈큐레이팅 아파토피아 展

겨울방학을 맞아 송파구 일대 박물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누리집에서 활동지를 다운로드 받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체험활동 

장     소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 및 유튜브  

이용료 무료

문     의 ☎ 2152-5852

1.8(금)~2.28(일)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2월 서울시 문화예술프로그램2021 + February 0908



깃털, 손 펌프, 투명 풍선으로 바람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고 LED 조명, 
홀로그램 스티커 등을 이용해 나만의 ‘바람 퐁퐁 별빛 풍선’ 만들기

장     소 비대면 온라인(zoom)수업

이용료 12,000원

문     의 ☎ 6450-9500

2.18(목)~2.26(금)

매주 목, 금 11:00,14:00,16:00

바람 퐁퐁 별빛 풍선

물을 만나 커지는 고흡수성수지(수정토)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고 
리모컨으로 색이 바뀌는 색 조명, 반짝이 풀 등을 물 속에 넣어 환상적인 
나만의 ‘빛나라! LED 물방울’ 만들기

장     소  비대면 온라인(zoom)수업

이용료 12,000원

문     의 ☎ 6450-9500

2.16(화)~2.24(수)

매주 화, 수 11:00,14:00,16:00

빛나라! LED 물방울

우리가 사용하고 버려진 하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 하수처리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하며 활동지를 
풀어보는 교육

장     소 서울하수도과학관 공식홈페이지 

이용료 무료

문     의 ☎ 2211-2558

- 모집 : 2.2 10:00~2.3

- 교육영상 시청 가능일 : 2.19(금) 10:00

하수처리장 대신가봐씀 (온라인 / 활동지신청)

영상으로 과학관 전시를 함께 관람해 보는 프로그램.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며 활동지를 풀어보는 교육

장     소 서울하수도과학관 공식홈페이지 

이용료 무료

문     의 ☎ 2211-2558

- 모집   : 2.2(화) 10:00  ~2.3(수)

- 교육영상 시청 가능일 : 2.19(금) 10:00

어린이전시실 대신가봐씀 (온라인 / 활동지신청)

간단한 재료로 집에서 사고의 전환이 가능한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과학, 신체, 예술 분야와 연계한 놀이 영상

장     소 서울상상나라 유튜브  

이용료 무료

문     의 ☎ 6450-9500

매주 금요일

상상놀이본부

교육 Education

겨울방학 기간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고대의 도구>라는 주제로 고대 사회와 도구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

장     소 한성백제박물관

이용료 무료

문     의 ☎ 2152-5852

2.16(화)~2.27(토)

매주 월~금 10:30~11:30, 13:30~14:30

겨울방학교실2 원격수업

공원의 다양한 생태정보와 함께 다채로운 놀이활동을 집에서 안전하게 
즐겨보아요! 

장     소 남산공원 외 

이용료 무료

문     의 ☎ 3783-5995~6

2월 둘째/넷째주 화요일 10:00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게시)

응답하라! 랜선놀이공원

2021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를 맞이하여 교육꾸러미
(리플릿, 소 가면 만들기, 엽서, 마그네틱)를 우편으로 받아 가정에서 학습

장     소 홈페이지  

이용료 택배이용료(5,000원)

문     의 ☎ 500-7177

2.3.(수) 14:00

음메! 소 교육꾸러미

2월 서울시 문화예술프로그램2021 + February 1110



백제왕도 풍납동토성의 역사적 의의 학습

장     소 몽촌역사관 누리집 

이용료 무료

문     의 ☎ 2152-5899

2.23(화)~2.26(금)

<꿈마을체험교실>  
“슝슝~ 시간여행, 백제왕성 풍납동토성”

백제왕도 몽촌토성의 역사적 의의 학습 및 몽촌토성 주머니가방 꾸미기

장     소 몽촌역사관 누리집 

이용료 무료

문     의 ☎ 2152-5899

1.8(금)~2.28(일)

송파구박물관나들이 연계 교육 
<꿈마을창의체험교실>  
“알롱달롱 몽촌토성 복주머니 꾸미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변화하는 예술교육 현장 속에서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사업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예술교육사업의 
변화 방향과 역할에 대해 논하는 이야기 장

장     소 유튜브 스팍TV /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이용료 무료

문     의 ☎ 871-7416

2.4(목) 14:00~17:00

라운드테이블 <변화의 출발점,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_변화된 일상과 마주하는 예술교육

양천·강서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 공동체들의 지역형 예술놀이 프로젝트 
발표회 

장     소 SFAC TV를 통한 녹화중계 

이용료 무료

문     의 ☎ 2697-2600

2.5(금)

지역기획단 놀이몰이 상상 프로젝트 발표회 
“PROJECT1/2”

서울문화재단 학교예술교육TA로서 활동할 예술가를 모집 선발하는 공모 
사업설명회

장     소 SFAC TV를 통한 녹화중계 

이용료 무료

문     의 ☎ 3290-7413

2.26.(금) 14:00

2021 서울예술교육TA 공모 사업설명회

굳은살 박혀가는 서울 삶에 새살이 돋게하는 디자인 이야기. 시민 공감을 
꿈꾸는 서울디자인재단 유튜브 채널 <서울디자인ON>. 

장     소 서울디자인재단 유튜브  

이용료 무료

문     의 ☎ 2096-0000

상설 게재

서울디자인재단 유튜브 <Seoul Design ON>

기타 The others

조류, 양서류, 꽃, 나무 등 생태보물들이 가득한 공원의 다채로운 생태 
소식을 집에서 접해보세요! 아는 만큼 공원이 보인답니다~!   

장     소 남산공원 

이용료 무료

문     의 ☎ 3783-5995~6

2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게시)

아는 만큼 보여요 ‘생태보물창고’ 오프라인 병행

2월 서울시 문화예술프로그램2021 + February 1312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2월 문화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서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참여 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시민청
조영각 
<서울제색도>

2.4(목)~2.27(토)
*온라인 사전 예약

시민청 지하1층 
담벼락미디어
☎ 739-5811

무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영상을 기반으로 동시대 
서울의 모습을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산수화 기법으로 선보이는 
미디어 작품 전시

시민청
차지량  
<After Life>

2.4(목)~3.31(수)
*온라인 사전 예약

시민청 지하1층 
소리갤러리

☎ 739-5811

무료 ‘떠나는 삶’을 시도한 
작가의 여정을 기록한 
다채널 영상 설치 작품

시청주변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세종문화회관
 연극 ‘얼음’

1.8(금)~3.21(일)
화, 목, 금 20:00
수 16:00
토 15:00, 18:30
일, 공휴일 14:00, 17:30
월 공연 없음

세종S씨어터
☎ 399-1000

R 60,000원
S 45,000원

충무로와 대학로를 섭렵한 
감독 장진의 화제작!  
연극 <얼음>

세종문화회관 
뮤지컬 ‘캣츠’ 
40주년 내한공연 
앙코르

1.22(금)~2.26(금)
화, 목, 금 20:00
수 14:00
주말 및 공휴일 14:00, 
19:00
월 공연 없음

세종대극장
☎ 399-1000

VIP석 
160,000 

R석 
130,000 

S석 
110,000 

A석 
90,000 

B석 
60,000 

전 세계가 사랑한 영원한 
명작 <캣츠> 단 5주간의 
내한공연 앙코르!

서울시립교향악단
2021 서울시향 
임동혁의 스크랴빈 
피아노 협주곡

2.18(목) ~2.19(금) 롯데콘서트홀
☎ 1588-1210

R 70,000
S 50,000
A 30,000
B 20,000
C 10,000

윌슨 응 수석 부지휘자와 
임동혁 피아니스트가 
선보이는 서울시향 2월 
정기공연

공연장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북서울미술관
한네프켄재단 
+SeMA
미디어 소장전
《파도가 지나간 
자리》

20.9.3(목)~21.2.14(일)
화~금 10:00~20:00
주말, 공휴일  
10:00~18:0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전시실 2
프로젝트 
갤러리 2

☎ 2124-5269

무료 한네프켄재단과 
서울시립미술관의 미디어 
소장품 등 국내외 우수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

북서울미술관
2020 타이틀 매치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20.10.20(화) 
~21.3.1(월)
화~금
10:00~20:00
주말,공휴일
10:00~18:0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전시실 1 
프로젝트 
갤러리 1

☎ 2124-5272

무료 두 작가를 초대하여 
각자의 작품 세계가 만나 
도출되는 예술적 시너지 
효과와 상생적 소통에 
주목하는 연례 기획전

북서울미술관
어린이 전시
《와당탕퉁탕》

20.12.12(토) 
~21.9.9(목)
화~금 10:00~20:00
주말, 공휴일  
10:00~18:0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 갤러리
☎ 2124-5273

무료 일상의 ‘수집’과 ‘기록’ 
활동을 예술 작업으로 
발전시킨 Sasa[44] 작가의 
창조적인 사고과정을 
소개하는 어린이 전시

서울시립미술관
《컬렉션_ 
오픈 해킹 채굴》

1.26.(화)~4.11(일)
화~금
10:00~20:00
주말, 공휴일
10:00~18:00

서소문본관 
2,3층

☎ 2124-8908

무료 미술관 소장 작품을 
전시장에 공개하여 소장 
작품 컬렉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 
제공

남서울미술관
박유아 초상 
프로젝트
《단순한 진심:  
51 Lives》

20.12.15(화) 
~21.4.11.(일)
화~금
10:00~20:00
주말, 공휴일
10:00~18:00

남서울미술관
☎ 2144-8944

무료 타의로 이주된 한국 해외 
입양인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한 인터뷰의 영상물을 
재해석한 박유아 작가의 
초상 작품 전시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생물 은-갈치》

2.2.~3.7.
화~일
11:00~19:00

서울혁신파크 
내 SeMA 창고 A
☎ 2124-8868

무료 변상환의 <생물 
은-갈치>는 방청페인트로 
형강의 이동을 기록하는 
작업인 ‘라이브러스트 
(LiveRust)’가 3차원 
공간으로 확장되는 전시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Fyka Foretold》

2.2.~3.7.
화~일
11:00~19:00

서울혁신파크 
내 SeMA 창고 B
☎ 2124-8868

무료 배헤윰의 <Fyka 
Foretold…> (예지하는 
파이카)는 ‘가짜 
배경그림’이라는 양식을 
빌린 회화적 실천을 통해 
재현 회화의 관습적인 
방식을 새롭게 탐색하는 
전시

미술관

2020 Title Match 
Yang Ah Ham vs. Dongjin Seo
To the Wavering

2020. 10. 20.— 2021. 2. 14.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전시실 1, 프로젝트�갤러리 1 
SeMA, Buk-Seoul Museum of Art 
Exhibition Hall 1, Project Gallery 1

2020 타이틀�매치
함양아 vs.  서동진
흔들리는�사람들에게

북서울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서울시립교향악단

2월 서울시 문화예술프로그램2021 + February 1514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역사박물관
그리피스컬렉션 속 
서울풍경

20.12.15(화) 
~21.2.21(일)
화~일(월요일휴관)
10:00~18:00

서울 
역사박물관

로비
☎ 724-0274

무료 한국사를 저술한 최초의 
미국인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와 그의 모교 
럿거스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컬렉션 속 서울 
풍경을 볼 수 있는 전시

청계천박물관
미디어아트 X 
세운상가

20.12.10(목)~21.5.9(일)
화~일(월요일휴관)
10:00~18:00

청계천박물관
기획전시실

☎ 2286-3410

무료 기술Technology과 
예술Art의 접점에 있는 
세운상가의 기술력을 
조명하는 전시

서울생활사박물관
세대공감-최달용의 
서울살이

20.12.8(화) 
~21.3.28(일)
화~일(월요일휴관)
10:00~18:00

서울생활사 
박물관 

기획전시실
☎ 3399-2900

무료 해방둥이 서울사람 
최달용의 학교, 직장, 
결혼생활 등을 통해 
1950~70년대 서울살이를 
공감해 볼 수 있는 전시

한양도성박물관
광희문, 수구문, 
시구문

20.12.15(화)~21.3.7(일)
화~일(월요일휴관)
10:00~18:00

한양도성 
박물관

기획전시실 
☎ 724-0243

무료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차례 훼철의 위기를 
넘기며 버텨온 곳이자 
도성의 동남쪽 작은 
문(小門), 광희문의 역사와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한성백제박물관
백제왕도  
발굴조사 성과전 
<왕성과 왕릉>

1.19(화)~3.21(일)
화~일 09:00-18:00
월 휴관

한성백제 
박물관

☎ 2152-5800

무료 한성백제박물관이 
수년간 발굴하고있는 
백제왕성 몽촌토성과 
백제왕릉 석촌동고분군의 
발굴성과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전시로, 
백제인들의 삶과 죽음, 
문화상을 알아볼 수 있는 
전시

한성백제박물관
제1회 백제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

20.11.27(금) 
~21.3.28(일)

한성백제 
박물관

☎ 2152-5833

무료 ‘백제와 나’라는 주제로 
백제 유적 또는 유물 등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이나 
상상을 자유롭게 표현한 
<제1회 백제 그림그리기 
대회 당선작> 46점을 
전시

한성백제박물관 
2월 문화가 있는 날 
연계행사

2.24(수)  
10:00~17:00

한성백제 
박물관

☎ 2152-5846

무료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연계행사로 자율체험물 
(칠지도만들기) 배포 및 
영화 상영

서울상상나라
감성놀이  
‘나의 소리 세상’

상설전시
화~일 10:00~18:00

지하 1층 
감성놀이
☎ 6450-

9500

입장료 
4,000원

즐겁고 신나는 놀이 
경험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로 소통하는 새 
감성놀이 전시

서울상상나라
과학놀이  
‘물과 바람의 흐름’

상설전시 
화~일 10:00~18:00

3층 과학놀이
☎ 6450-

9500

입장료 
4,000원

물과 바람의 역동적인 
움직임인 ‘흐름’을 신나는 
놀이로 탐색해보는 전시

박물관·기념관

청계천박물관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대공원
야외조각전  
‘해피 뉴 21’

4.30(금)까지 대공원역
2번 출구

☎ 500-7335

무료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며 ‘21’점의 조각 
작품을 넓은 광장에서
워크스루로 안전하게 
관람하는 야외전시회

서울대공원
동물원속 나무여행

2.1(월)~2.28(일) 동물원
☎ 500-7562

무료 자율적으로 리플릿을 
가지고 동물원에 자라는 
나무 21종을 관찰하는
비대면 수목관찰 
프로그램

서울대공원
반갑소!
서울동물원에서 
즐기소!

2.3(수)~2.13(토)
매주 수~토요일
10:00~15:00

동물원
☎ 500-7840

동물원 
입장료

2021 신축년(辛丑年) 
맞이 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고 활동하는 
프로그램(리플릿 학습, 소 
가면 만들기, 새 해 소망을 
담은 ‘흰 소 만나기’)

서울대공원
버드와칭 주 
물새탐조
(Birdwatching Zoo)

2.19(금), 2,27(토)
10:00~11:40

동물원
☎ 500-7733

10,000원 조류 전문 동물해설사와 
함께 동물원의 호수에 
살고 있는 야생조류, 깃털 
등을 관찰하고 에코백을 
만들며 멸종위기 조류 
보전에 대한 학습하기

서울대공원
버드와칭 주 
산새탐조
(Birdwatching Zoo)

2.20(토), 2.26(금)
10:00~11:40

동물원
☎ 500-7783

10,000원 조류 전문 동물해설사와 
함께 동물원의 야생조류, 
맹금류, 둥지 등을 
관찰하고 에코백을 만들며 
멸종위기 조류 보전에 
대한 학습하기

서울숲공원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 공예전

2.3(수)~2.28(일)
11:00~16:00, 매주 
월,화 휴관

서울숲 
곤충식물원

☎ 460-2928

무료 서울숲 곤충식물원이 
준비한 겨울 특별전시, 
열대식물과 어우러진 
따스한 온실에서 
폐양말목을 활용한  
착한 공예 작품을 전시  

한강 및 공원

서울숲공원

2월 서울시 문화예술프로그램2021 + February 1716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NEWStage 
선정작 - 연극 
<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

1.29(금)~2.7(일)
평일 19시 30분,  
주말 15시
※ 월 공연 없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 766-6925

전석  
30,000원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연극) 
NEWStage 극작부문 
선정자 김연재 작가의 
작품 <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

DDP
행복의 기호들 展

20.11.18 (수) 
~21.12.23(목)

행복의 기호들
홈페이지

☎ 2153-0000

무료 코로나 이전의 평범했던 
일상을 5가지 행위별로 
나누어 보여주는 <행복의 
기호들 展>. 전시를 통해 
특별할 것 없던 우리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전시

DDP
팀랩 LIFE 전시

20.9.25(금)  
~21.4.4(일)
※휴관일 상이
10:00~20:00

DDP 배움터 
지하2층 

디자인전시관
☎ 2153-0000

 성인 
20,000원

 청소년 
16,000원
 어린이 

12,000원

아트 컬렉티브 
‘팀랩(teamLab)’이 새롭개 
전개하는 ‘팀랩:라이프 
전’. DDP의 특징을 활용해 
압도적이고 몰입감 
넘치는 작품들로 생명의 
아름다움 구현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Small Change in 
SEOUL

20.10.25(일)
~21.08.15(일)
10:00~18:00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갤러리2
☎ 736-8050

무료 서울 전역의 소외되고 
낙후된 공간에 일어나는 
소소한 변화를 보여주는 
전시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삼박자만화공방 
웹툰&미술 강좌

1.1(화)~1.31(목) 
10:00~19:00  
※ 월요일 휴관

삼박자 
만화공방

☎ 070-8703-
0021

캔버스 
그림 그리기 
10,000원/ 
웹툰 그리기 
15,000원

수강생 개인에 맞춰, 
만화가가 직접 가르쳐주는 
웹툰&미술 특강 강좌 
(목, 금요일 직장인 야간반 
개설)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도심 속 
문화체험공간! 
만화도서관 & 
애니소풍

1.1(화)~1.31(목) 
애니소풍 
10:00~18:00, 
만화의집 
10:00~18:00
※ 월요일 휴관,  
기타 지정일 휴관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1, 2층

☎ 455-8341

무료 
(만화의집)/

유료 
(애니소풍) 

성인 
4,000원, 

어린이 
6,000원

1층 만화도서관과  
2층 애니소풍(캐릭터체험 
놀이공간)으로 구성된 
어린이와 성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문화콘텐츠 체험공간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토이플래닛 
페이퍼토이

1.1(화)~1.31(목)
10:00~19:00
※ 월요일 휴관,  
법정 공휴일 휴관

재미랑2호 
토이플래닛

☎ 6049-4929

페이퍼 
토이조립 

4,000원~ 
8,000원

다양한 캐릭터 
페이퍼토이를 직접 
조립해보는 체험

서울풍물시장
청춘일번가

1.1(금)~12.31(금)
10:00-18:00
※ 매주 화요일 휴장

서울풍물시장
청춘일번가
☎ 070-

7726-5945

무료 청춘일번가는 
서울풍물시장 2층에 
위치하여 1960년대 당시 
서울 상점가를 재현한 
테마 공간

기타문화공간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청춘극장
2월 영화프로그램

월~금
영화상영

문화일보홀 1층
☎  739-5422~4

일반 
7,000원
청소년 

5,000원
어르신 

2,000원

청춘극장

2월 서울시 문화예술프로그램2021 + February 1918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구로문화재단
2020 
구로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온라인 
정기연주회

상시게재 유튜브 
구로문화재단 

채널

무료 ‘구로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비대면 
온라인 정기연주회

구로문화재단
2020 구로구립 
여성합창단  
온라인 정기연주회

상시게재 유튜브 
구로문화재단 

채널

무료 ‘구로구립여성합창단’의 
비대면 온라인 정기연주회

구로문화재단
2020 구로 
구립소년소녀 
합창단  
온라인 정기연주회

상시게재 유튜브 
구로문화재단 

채널

무료 ‘구로구립소년소녀 
합창단’의 비대면 온라인 
정기연주회

구로문화재단
2020 갤러리 
구루지 작가발굴 
프로젝트 / 구루지 
by 김주대

상시게재 유튜브 
구로문화재단 

채널

무료 갤러리 구루지를 기반으로 
제작된 작가 인터뷰 영상

구로문화재단
2020 갤러리 
구루지 작가발굴 
프로젝트 / 구루지 
by 김용선

상시게재 유튜브 
구로문화재단 

채널

무료 갤러리 구루지를 기반으로 
제작된 작가 인터뷰 영상

구로문화재단
2020 갤러리 
구루지 작가발굴 
프로젝트 / 구루지 
by 김보영

상시게재 유튜브 
구로문화재단 

채널

무료 갤러리 구루지를 기반으로 
제작된 작가 인터뷰 영상

구로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노원문화재단
2021 신년음악회

2.5(금) 19:30 노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289-

3400

R석 
40,000원

A석 
30,000원

대한민국 대표 음악인 
지휘 김대진과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선사하는 2021년 첫 번째 
공연

노원구

2월 문화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서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참여 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양천문화재단
월간뮤지크2월
서범석과 함께하는 
갈라콘서트

2.24(수) 19:30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 6289-
3005

10,000 뮤지컬배우 서범석과 
함께하는 갈라콘서트

양천중앙도서관
우리동네책방
릴레이북콘서트 

2.18(목)~3.4(목)
19:00~21:00

중앙홀
☎ 2699-5919

무료 양천중앙도서관과 
우리동네 작은책방이 
함께만드는콜라보 
북콘서트

양천중앙도서관
[겨울방학특강]
그림책과 떠나는 
겨울여행

2.3(수)~2.24(수)
10:30~12:00

프로그램실
☎ 2699-5919

무료 그림책을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성장하는 방학 특강 
프로그램

개울건강도서관
[겨울방학특강]
음악 하나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2.5(금)
10:30~12:30

ZOOM 강연
☎ 2696-8910

무료 피아니스트 조현영이 
소개하는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위로할 수 있는 
음악들

미감도서관
[겨울방학특강]
내 마음의 나침반 
"시"

2.1(월)~2.22(월)
10:00~11:30

미감도서관
프로그램실

☎ 2652-5481

무료 좋은 시를 읽고 창작하고 
시를 고쳐 쓰는 등 시문학 
창작활동 프로그램

미감도서관
[겨울방학특강]
좋고 싫고 놀고 먹는 
그림책

2.2(화)~2.23(화)
10:30~12:00

프로그램실
☎ 2652-5481

무료 나만의 손바닥 시리즈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

미감도서관
[겨울방학특강]
키즈쿡, 맛있는 
그림책

2.3(수)~2.24(수)
10:00~12:00

ZOOM 강연
☎ 2652-5481

재료비 
38,500원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연관된 요리를 체험하는 
동화요리 프로그램

방아다리 
문학도서관
[겨울방학특강]
슬기로운 방학생활
: 나도 이제 1학년

2.2~2.23(화)
17:00~17:50

ZOOM 강연
☎ 2620-4149

무료 초등 1학년 교과연계도서를 
읽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과학습 능력 향상을 
돕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예비초1) 

방아다리 
문학도서관
[겨울방학특강]
슬기로운 방학생활
: 나도 이제 청소년

2.2~2.23(화)
15:00~16:30

ZOOM 강연
☎ 2620-4149

무료 신문 활용 교육(NIE)를 
통한 어휘력, 사고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예비중1)

해맞이역사도서관
[겨울방학특강]
겨울방학 따끈따끈 
방구석 역사교실

2.2(화)~2.9(화)
14:00~16:00

ZOOM 강연
☎ 2699-

9223

무료 초등학생 대상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킨 사람들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에 대해 알아보는 
역사 프로그램

신월음악도서관
안녕, 우쿨렐레  
- 기초반 

2.3(수)~2.24(수)
10:00~11:30

ZOOM 강연
☎ 2065-1260

무료 힘든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우쿨렐레로 
힐링하는 비대면 프로그램

갈산도서관
GT청소년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과학실험교실’

2.21(일)
11:00~13:30

ZOOM 강연
☎ 2649-2732

무료 과학교구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과 재능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양천구

2월 서울시 문화예술프로그램2021 + February 2120



서울시 
문화분야 
홈페이지 
안내

사이트명 URL

서울문화포털 culture.seoul.go.kr

서울미래유산 futureheritage.seoul.go.kr

남산골한옥마을 www.hanokmaeul.or.kr

한양도성 seoulcitywall.seoul.go.kr

서울돈화문국악당 sdtt.or.kr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gomuseum.seoul.go.kr

서울도서관 lib.seoul.go.kr

한성백제박물관 baekjemuseum.seoul.go.kr

서울역사박물관 museum.seoul.go.kr 

청계천박물관 www.museum.seoul.go.kr/cgcm

서울시립미술관 sema.seoul.go.kr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세종문화회관 www.sejongpac.or.kr

서울시예술단 www.sjartgroups.or.kr

세종예술아카데미 academy.sejongpac.or.kr

서울시립교향악단 www.seoulphil.or.kr

DDP www.ddp.or.kr

서울상상나라 www.seoulchildrensmuseum.org

서울연극센터 www.e-stc.or.kr

서울시 문화·관광· 
체육·디자인

sculture.seoul.go.kr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서울사랑 love.seoul.go.kr

서울의 공원 parks.seoul.go.kr

은평역사한옥박물관 museum.ep.go.kr

서울대공원 grandpark.seoul.go.kr

서울애니메이션센터 www.ani.seoul.kr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충무아트센터
뮤지컬<그날들>

20.11.13(금)~21.2.7(일)
평일 19:30  
※ 월 공연 없음
주말, 공휴일  
14:00, 19:00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 541-7152

VIP석 
140,000원 

R석 
120,000원 

S석 
80,000원 

A석 
50,000원

대한민국 대표 창작뮤지컬 
‘그날들’
지금을 사는 우리를 
위로할, 국민뮤지컬의 
귀환!

남산골한옥마을
온-라인 
남산골 전통체험

5.5(화)~6.30(화) 남산골 
한옥마을 
홈페이지, 

네이버 쇼핑
☎ 2261-0517

6,000 
~10,000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펼치는 전통체험 온라인 
공연

중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기획특별전  
<백범 김구 쓰다>

20.12.10~21.03.28
09:00~18:00
(월요일 휴관)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 351-8524

성인 
1,000원
초, 중, 고, 
대학생 
500원
영·유아, 

노인 무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조망하고 김구의 
삶과 글씨를 통해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

은평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갈산도서관
[겨울방학특강]
동화 속 만들기 
세상-달 도둑

2.27(토)
13:00~14:30

ZOOM 강연
☎ 2649-2732

무료 달 도둑 그림책을 읽고, 
달의 회전판을 조립해서 
클레이로 꾸미는 프로그램

갈산도서관
[겨울방학특강]
동화 속 만들기 
세상-우주 로켓 
이야기

2.27(토)
15:30~16:00

ZOOM 강연
☎ 2649-2732

무료 우주 로켓 이야기 
그림책을 읽고, 
에어로켓의 이론을 
이해하고 조립하는 
프로그램

갈산도서관
[겨울방학특강]
부모와 함께하는 
수묵&캘리 액자 
만들기

2.19(금)~2.26(금)
15:00~17:00

ZOOM 강연
☎ 2649-2732

무료 좋아하는 글을 
캘리그라피로 써보고, 
수묵일러스트를 그린 액자 
작품 만들기 프로그램

2월 서울시 문화예술프로그램2021 + February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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